
 
Chic Outlet Shopping(R),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Globalista' 캠페인캠페인캠페인캠페인 개시개시개시개시 

 

-- Mary McCartney 촬영촬영촬영촬영 및및및및 감독감독감독감독, 줄리아줄리아줄리아줄리아 로이펠드로이펠드로이펠드로이펠드 및및및및 밀라밀라밀라밀라 요보비치요보비치요보비치요보비치 출연출연출연출연 
 

(런던 2013년 6월 일 PRNewswire=연합뉴스) 올 여름 유럽 최고의 럭셔리 쇼핑 관광지에서 패션과 

여행이 만나는 Chic Outlet Shopping(R)의 세계를 체험해보도록 한다.  
 

Value Retail의 럭셔리 아웃렛 빌리지 컬렉션인 Chic Outlet Shopping(R)이 새로운 여름 

캠페인 'Globalista'를 선보였다. 이 캠페인은 여행, 패션 및 럭셔리 관광지 쇼핑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스릴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61923-chic-outlet-shopping-launch-globalista-campaign 

 

Chic Outlet Shopping(R)은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작가 Mary 

McCartney가 감독하고, 국제적인 스타일 아이콘인 밀라 요보비치(미국 모델 겸 영화배우)와 

줄리아 로이펠드(아트 디렉터)가 등장하는 동종 유일한 영상을 제작했다.  
 

이 짧은 영상은 제트 세팅 'Globalistas'의 삶을 보여준다. 'Globalistas'는 세계 어디를 가든 

패션 쇼핑을 즐기는 세련된 국제 여행객들이다. 이들은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와 유럽 

최고의 인기 도시에 위치한 유명 관광지들을 개척한다.  
 

ChicOutletShopping.com/globalista 에서 이 영상과 더불어 밀라와 줄리아가 출연하는 무대 

뒤 영상도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여행 필수품과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에서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등을 공개하는 두 스타일 아이콘의 독점 인터뷰도 볼 수 있다.  
 

세계 굴지의 여행가방 제조업체 Samsonite(R)가 눈길을 사로잡는 여행 주제 예술 설치물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Chic Outlet Shopping(R)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국제적인 예술가들이 

대표적인 Samsonite 가방을 자기 취향에 따라 변형시키고, 그 결과물을 9개 Chic Outlet 

Shopping(R)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Chic Outlet Shopping(R)은 또한 10개의 Samsonite 가방 

세트와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에서 쓸 수 있는 2천 유로 상당의 상품권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Globalista' 캠페인은 전 Wallpaper* 패션 디렉터이자 현재 Value Retail의 아트 디렉터인 

Kim Andreolli가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에서 'Globalista' 찬미가 이어지고 있다. 각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는 올 여름 내내 거부할 수 없는 홍보, 독점 행사 및 활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의 세계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유럽 관광지의 

모험에 흠뻑 빠져본다. 이곳에서는 진정으로 독특한 쇼핑 경험을 통해 발견, 놀라움 및 즐거움의 

순간이 살아난다.  
 

밀라노 근처에 위치한 피덴자 빌리지는 새로운 디자이너 인재와 예술에서부터 지역 문화와 고급 

요리 전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패션과 관광사업을 향한 열정의 10년 역사를 자축할 

계획이다. 스페인에 위치한 두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도 해당 지역에서 영감을 얻고 

있다. 마드리드 근처 라스 로자스 빌리지는 신진 지역 디자이너들을 축하하는 차원에서 Spain 

Makes 팝업 부티크를 개장하고, 라 로카 빌리지는 ‘Gypset’ 주제 시장과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라이브 공연으로 여름을 맞이할 계획이다.  
 



비스터 빌리지는 상징적인 영국 액세서리를 자신의 취향에 따라 연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Zatchels 팝업 부티크를 개장함으로써 축제의 중심을 맞춤화에 맞출 예정이다. 더불어 고객들이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쌍방향 Cotswolds 오두막도 선보일 예정이다. Globalista 캠페인 기간 

동안 독일에 위치한 두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는 이탈리아, 영국 및 독일에서 영감을 

받은 활동과 요리를 통해 유럽의 세 기둥인 세 나라를 탐색할 예정이다. 파리 근처에 위치한 라 

발레 빌리지는 VIP 라운지의 보헤미아-시크 분위기로 고객을 초청하여, Palais des Thés 팝업 

부티크의 요리를 대접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마스메켈렌 빌리지에서는 거리 시장, 상징적인 

베스파 기념 및 새로운 부티크 개장을 통해 고객들의 욕망을 자극할 예정이다. Antica Corte 

Pallavicina Garden 팝업 레스토랑에서는 전통적인 이탈리아의 맛을 제공하여 고객들에게 만족을 

선사한다. 
 

“Chic Outlet Shopping(R)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럭셔리 소매 경험을 선사한다. 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꼼꼼한 눈과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를 지닌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Mary McCartney와 일할 수 있는 환상적인 기회였다.” 

- 밀라 요보비치 
 

“Chic Outlet Shopping(R)의 Globalista 캠페인 제의를 받고 무척 기뻤다. Mary 

McCartney는 영감 그 자체였고,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는 럭셔리를 추구하는 

패셔니스타들의 운동장이었다. 난 심지어 쇼핑할 시간까지 확보했다.” 

- 줄리아 로이펠드 
 

“이번에 세 번째로 Chic Outlet Shopping(R)와 협력하면서 Globalista 여름 캠페인을 

감독하게 되어 무척 기뻤다.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로 돌아와서 굉장한 팀과 수준 

높은 대사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아주 좋았다.” 
- Mary McCartney 

 

Chic Outlet Shopping(R) 소개 

Chic Outlet Shopping(R)은 럭셔리 아웃렛 쇼핑 빌리지 개발과 운영에 대한 독자적인 전문성을 

확보한 유일한 기업 Value Retail이 구축한 럭셔리 아웃렛 빌리지 컬렉션이다. 현재 900개가 

넘는 매장이 들어선 9개의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는 권장소매가격에서 최대 60% 혹은 

그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최고 럭셔리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의 지난 시즌 진품 컬렉션을 1년 내내 

판매한다.   
 

유럽과 중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문 도시들 중 일부(런던, 더블린, 파리,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밀라노, 볼로냐, 브뤼셀, 앤트워프, 쾰른, 프랑크푸르트, 뮌헨 및 조만간 쑤저우와 상하이)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는 고급 패션, 우수한 서비스와 환대, 

연중 계속되는 유명 행사 및 높은 가격 대비 가치와 동일시되고 있다. 문화와 역사적으로 유명한 

지역에 위치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들은 그 자체로 국제적인 관광지로 등극했다.  
 

Value Retail은 중국에 특징적인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를 개장하기 위해 새로운 

벤처 사업을 시작했으며, 그 결과 상하이에서 서쪽으로 50마일 떨어진 역사적인 도시 쑤저우에 중국 

최초의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인 쑤저우 빌리지(Suzhou Village(TM))가 곧 들어설 

예정이다. 다른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와 마찬가지로 쑤저우 빌리지 역시 우수한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국제적인 럭셔리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특징으로 한다. 
 


